
INVITATION

글로벌금융학회
가톨릭대학교금융수학센터

2015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案)

- 중국의변화와글로벌금융불안 :  
한국의대응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08:00 ~ 17:3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글로벌금융학회, 가톨릭대학교 금융수학센터

후원: 금융감독원, 연합인포맥스, 금융투자협회

문의: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3. 9층(역삼동, 아펙스타워)

김종준 사무국장 M: 010-8305-1675 / T: 02-3452-2470 / F: 02-3452-2469 / E: gfs_2013@naver.com

Homepage: www.gfs.or.kr



글로벌금융학회-가톨릭대학교 금융수학센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중국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불안: 한국의 대응

세계 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기

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을 해 왔던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있으며 일

부 신흥경제국들은 자원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7년 만에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세계의 경제위기감과 금융시

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의 지속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정책 심포지엄과 학술대회에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하여 정책담당자, 전

문가 그리고 금융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의 주요 이슈인 산업수학을 활용한 창조금융의 혁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산업수학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와 창조금융, 빅데이터와 핀

테크, 자산운용과 대체투자 등을 정책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

다.

성공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시어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2015년 12월

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오갑수 가톨릭대학교 금융수학센터 센터장 전인태



1. 정책심포지엄
중국의변화와글로벌금융불안 : 한국의대응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08:00 ~ 17:30

장소: 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

주최: 글로벌금융학회, 가톨릭대학교금융수학센터

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연합인포맥스

08:30 ~ 09:30                                            사회: 홍은주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시간 내용

개회사 오갑수글로벌금융학회회장

축 사 정우택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초청연설 원유철새누리당원내대표

기조연설 주형환기획재정부제1차관

특별연설 서태종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

10:00 ~ 12:00

2. 스페셜이슈디스커션
중국의변화와글로벌금융불안 : 한국의대응

주제연설:        정영록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좌장: 윤만호 Ernst & Young 부회장 (전 KDB 산은금융그룹 사장)

발표및토론:   송인창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민지동집행총경리 CITIC M&A Fund (중신그룹)

데이비드전파이어니어인베스터스대표

김성현산업은행조사부장

김문수대표액티스캐피탈(홍콩) 아시아본부장

08:00 ~ 08:30  등록



14:00 ~ 17:30

3. 학술대회
창조금융과산업수학

주제연설: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좌장: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1. 기술평가와창조금융 좌장:   박형근 한국SC금융지주 준법감시인

발표및토론: 최용호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

진시앙판부주석 China Industry Technology Innovation Alliance

김영규 IBK기업은행부행장

송경모박사㈜미라위즈대표

윤점열은행연합회기술정보부부장

2. 빅데이터와핀테크 좌장:   김영록외국어대교수

발표및토론:          김태봉 KTB솔루션 대표

김영석한영회계법인파트너

전균삼성증권이사

박철웅박사 KOSCOM

3 . 자산운용과대체투자 좌장:    배형옥아주대교수

발표및토론:        반준화박사전알리안츠자산운용수석컨설턴트

송인규박사한국경제전문위원

전인태가톨릭대교수


